
09-05 마리아 축일 

5월 마리아 관련 축일, 기념일 

 

1일: 독일 Bavaria, 바바리아 수호자 성모 대축일 

2일: 배상(Reparation)의 성모 축일 

1806년, ‘기적의 메달’ 메신저인 Catherine Labouré 성녀 탄생. (그녀는 1876년 12월 31일 
파리에서 선종했다) 

3일: 폴란드의 여왕이신 마리아 축일. 

일본 Tsuwano 성모 축일. 

4일: 1595년, Baveria의 Ingolstadt에 Jakob Rem 신부에 의해 "Colloquium Marianum"이 세워짐. 
Jakob 신부는 1574년 북부 알프스 지방에 처음으로 작은 교우회를 설립한 인물이다. 

1944년, 비오 12세 교황이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축일을 제정함. (예수 성심 축일 다음에 오는 
토요일에 경축하였다) 

5일: 1917년, 베네딕트 15세 교황이 로레토 성모 호칭 기도에 “평화의 여왕”이라는 호칭을 
삽입하도록 함. 

7일: 1327년, 요한 23세 교황, 로마에서 삼종기도 저녁 종 울릴 것을 요청하다. 

8일: 아르헨티나의 수호자 ‘Lujan의 성모’ 축일. (17세기부터) 1930년부터는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우루과이 삼국이 모두 성모님을 수호자로 여기는 “La Plata"라는 명칭을 사용. 

성인들의 여왕, 모든 은총의 중재자, 올바른 사랑의 어머니, 예수 성심의 성모, 그리고 이태리 폼페이의 
성모이신 마리아 축일. 

1891년, ‘승리의 성모 성당’ 봉헌. 그곳에는 이탈리아 폼페이 ‘기적의 로사리오 성모 성화’(1875년 
복구 작업을 함)가 보관된다. 이 성지는 Bartolo Longo (1841-1926)와 그의 아내에 의해 건축되었다. 
“승리의 여왕께 드리는 간청” 기도는 10월 첫째 주일에 전 세계적으로 암송된다. 

9일: 1879년, 노틀담 수녀회 창설자인 마리 데레사 수녀 선종. 

11일: 1717년, 브라질 Aparecida의 성모 축일. 

콘스탄티노플(비잔틴)의 마리아 봉헌. 

12일: 필리핀 마닐라, ‘버림받은 이들의 성모’ 축일. 1770년, 아오스딩 수도자들에 의해 Marikina에 
‘버림받은 이들의 성모’ 성당이 세워짐. 



13일: 복된 성사의 성모 축일.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 성모님이 첫 번째 발현. 

1946년, 파티마 성모 성화에 대관식. 

1965년, 바오로 6세 교황이 파티마 성지에 금장미를 선물함. 

1967년, 바오로 6세 교황, 파티마 성지 순례. 그의 사도적 훈계 ‘Signum Magnum'(큰 징표)를 
출판함. 

1982년, 요한바오로 2세 교황, 파티마 순례. 

1991년, 요한바오로 2세 교황, 10년 후 다시 파티마 성지 순례. 

2000년, 요한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파티마 성모 발현의 목격자들 중 Jacinta (1910-1920)와 
Francisco (1908-1919)가 복자품에 오름. Sodano 추기경에 의해 ‘파티마의 비밀’이라 불리는 내용의 
출판물이 알려졌다. 

파티마 성모 축일. 

14일: 1917년, 처음으로 바바리아의 수호 성모 축일이 경축됨. 

15일: Luxemburg 고통 받는 이들의 위로이신 마리아 축일. 

멕시코 Leon, “de la Luz" (빛)이신 하느님의 어머니 축일. 

Mies(마론 교회)의 복된 성모 축일. 

밀의 성모 축일(시리아) 

16일: 천주의 모친이신 마리아 기념일(곱틱) 

이집트에 발현하신 마리아, Dabra Metqa 축일(에티오피아) 

17일: 일본에서 재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의 성모 축일. 

19일: 이집트에 들어간 성가정 축일(곱틱) 

21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성모 축일. 

23일: 패루 Cuzco의 성모 축일. 

24일: 길의 마리아 축일,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축일, 슬로베니아의 여왕이신 Beize 성모 
축일. 



25일: 스페인 Ciudad Real, 위로의 성모 축일. 

26일: 이탈리아 Caravaggio 성모 축일. 

27일: 1883년, 거룩한 집(로레토의) 국제 수도회 창립. 

30일: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침략 당함. Hodegetria 성화는 이 일로 인해 그 장식이 뜯겨지고 훼손 
되었다. 

31일: 비오 12세 교황이 1954년 10월 11일에 발표한 그의 회칙 “하늘의 여왕께”(Ad Coeli 
Reginam)에서 티 없는 마리아 성심께 드리는 봉헌을 매년 이 날 갱신하라고 함. 

마리아 방문 축일. 

모든 성인들의 여왕이신 마리아 축일.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신 마리아 축일. 

지극히 거룩한 마음의 성모 축일. 

그 외: 5월 첫째 주일, 레바논 Harissa 선한 목자의 성모 축일. 

5월 둘째 주일 전에 오는 토요일, 스페인 발렌시아, 버림 받은 이들의 성모 축일. 

5월 셋째 주일 전에 오는 토요일, 마리아 칠락 축일. 

5월 넷째 주일 전에 오는 토요일, Lujan의 성모 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이후에 오는 토요일, 사도들의 여왕이신 마리아 축일. 

성령 강림 시기, 다락방의 마리아 기념일. 

성령 강림 대축일 주일, 스페인 Huelva Rocio의 수호자 성모 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후 월요일, 폴란드와 크로아티아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축일. 

벨기에 Le Foy의 성모 축일. 

요한바오로 2세 교황, 선택할 수 있었던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기념일을 의무 기념일로 승격시킴. 
경축하는 날은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에 오는 토요일이다. 이러한 기념일 지정은 예수 성심의 
신비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